
(단위 : 천원)

계 보조금
사업자

자부담

합  계 2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,383,670 16,510,638 5,873,032 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춘추기석전제 삼척향교 12,690       10,000     2,690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기로연 삼척향교 5,547        4,000      1,547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도계영등제 도계영등제 운영위원회 23,300       15,000     8,300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미로단오제 미로면 문화체육회 14,041       12,000     2,041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삼척포진 영장고혼제 및 육향산문화행사 정라동 문화체육회 15,000       1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미수허목춘향제 미수허목선양위원회 5,500        5,000      500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준경 영경묘 봉향 준경묘·영경묘 봉향회 9,000        6,000      3,000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실직군왕제 삼척김씨 대종회 10,054       3,000      7,054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산양서원봉향제 산양서원 2,900        2,500      400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삼척오금잠제굿 행사 삼척시 전통문화보존회 3,000        3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향교 충효교실 삼척향교 3,900        3,000      900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어린이날 미술휘호대회 (사)한국미술협회 삼척지부 3,000        3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어린이 백일장 도계느티문화회 16,244       6,000      10,244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삼척예술지 발간 두타문학회 2,000        2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삼척문학축제 두타문학회 2,827        2,000      827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근덕영등제 근덕면 번영회 15,000       1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신기영등제 신기면 번영회 3,300        3,000      300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삼척문단 책자 발간 (사)한국문인협회 삼척지부 3,000        3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박걸남장군 제례 밀양박씨 의암공파 종중회 3,326        3,000      326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활동지원 ―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(사)대한시조협회 삼척시지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평가결과

2016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

교부현황

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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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공보실 ○ 삼척 역사문화유산 알리기사업(역사인형극 행사) (사)이사부기념사업회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문화단체 행사지원 (사)한국문인협회 삼척지부 2,000        2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삼척 향교지 출간 삼척향교 35,000       35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이승휴 문화상 (사)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200,000     200,000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문화학교 운영 삼척문화원 25,640       12,000     13,640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원 향토문화사업 삼척문화원 73,180       40,000     33,180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원 60년사 발간 삼척문화원 35,000       35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한·중 국제 문화교류 지원 한국예총삼척지회 14,654       14,654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준경묘 봉심행사 재현 및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임원지역 항일투쟁 선양사업 (사)삼척임원리항일선양사업회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제8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장애인연합회 25,000       25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 삼척시지체장애인엽합회 외 3 23,000       23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지원 삼척시생활체육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장애인 관련 단체 체육활동 지원 삼척시장애인연합회 6,100        6,1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원더풀 삼척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삼척시테니스협회 27,730       20,000     7,730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 삼척시축구협회 55,400       50,000     5,400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삼척시배드민턴협회 62,911       30,000     32,911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2016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생활체육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각종대회 유치 및 종목별 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150,000     15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제2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100,000     10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삼척시체육회 210,000     21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엘리트 스포츠팀훈련 삼척시체육회 6,000        6,000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학교체육 포상금 삼척시체육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고등학교 엘리트운동부 창단 지원 삼척시체육회 40,000       4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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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공보실 ○ 유소년 축구 교실 삼척시생활체육회 15,000       15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문화공보실 ○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삼척시생활체육회 15,000       15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삼척시생활체육회 36,720       36,72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삼척시생활체육회 18,360       18,36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 ― 문화원 삼척문화원 140,430     126,100   14,330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 ― 삼척예총 삼척예총 32,000       32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체육관련단체 활동지원 삼척시체육회 외 1 26,000       26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시체육회 운영 (인건비, 팀장 인건비) 삼척시체육회 106,000     106,000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사무국장 배치 운영(인건비, 4대보험) 삼척시생활체육회 51,500       51,5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생활체육회 운영지원(자체) (간사인건비, 운영) 삼척시생활체육회 29,005       29,005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삼척예술제 행사 삼척예총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대학로 거리축제 대학로번영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신기면 환선제 행사 신기면 환선제위원회 40,000       4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강원일보 440,000     350,000   90,000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회 삼척시체육회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협회장배 전국 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 삼척시핸드볼협회 80,000       8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삼척시수영협회 91,564       40,000     51,564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이사부장군배 삼척 전국철인3종대회 삼척시철인3종협회 84,810       40,000     44,810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삼척생태도시배 전국 풋살대회 삼척시풋살협회 73,031       60,000     13,031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이사부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삼척시궁도협회 52,918       45,000     7,918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3.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강원일보 25,000       2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제16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강원도민일보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시장기(배) 종목별 체육대회 삼척시체육회 90,000       9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삼척시민 자전거대회 강원도민일보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문화공보실 ○ 영동지구 궁도대회 삼척시궁도협회 15,000       13,000     2,000   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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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전략실 ○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 축제 국책사업피해 대책보상위원회 70,000       7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에너지전략실 ○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사업비 국책사업피해 대책보상위원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에너지전략실 ○ 마을회관(경로당) 태양광 설치(37개소,에너지공단 연계사업) 오목리 마을회관 외 33 194,820     194,82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총무과 ○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26,750       26,75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(사)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삼척시이통장연합회 7,200        7,2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개최 삼척시이통장연합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삼척시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삼척시이통장연합회 22,000       22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삼척시 이통장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삼척시이통장연합회 3,000        3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여비 국민운동단체(3) 6,000        6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 단체(18) 147,575     140,575   7,000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삼척시새마을지회 9,000        9,000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삼척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삼척시새마을지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전국 및 도 바르게살기위원 대회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 9,000        9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전국 및 도단위 자유총연맹 행사 참가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9,000        9,000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정보화마을 행사 운영 지원 산양 정보화마을 1,000        1,000      -                미흡

총무과 ○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(제경비+교통비) 정보화마을(5개) 15,000       15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(사)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삼척시새마을지회 46,960       44,460     2,500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30,000       29,000     1,000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삼척시협의회 21,115       20,115     1,000         보통

총무과 ○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,425        6,425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총무과 ○ 제22회 시민의날 행사 삼척시체육회 177,468     177,468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총무과 ○ 자원봉사센터 운영 - 인건비, 운영비, 일반사업비 삼척시자원봉사센터 256,250     256,25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항일운동 기념사업(광복절) 지원 원덕임원청년회 11,000       10,000     1,000   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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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생활지원과 ○ 항일운동 기념사업(삼일절) 지원 삼척보통학교4.15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9,000        8,000      1,000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보훈단체 사업지원 단체(11) 84,600       84,000     600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북한이탈주민 및 후원자 안보견학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3,245        3,245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보훈단체 운영지원 단체(9) 84,000       84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삼척시 사회복지대회 삼척시사회복지대회 16,000       10,000     6,000         보통

주민생활지원과 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0,000     14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이동목욕차량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
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56,218       56,218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이동세탁차량 운영사업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28,741       28,741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주민생활지원과 ○ 자활사업 관련 지원 삼척지역자활센터 32,680       32,68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외 2 18,279       16,479     1,800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여성단체 활동사업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20,950       17,500     3,450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(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지원)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외 4 32,171       28,621     3,550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5,996        5,996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어린이날 한마당큰잔치(3개단체)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46,000       40,000     6,000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가족과함께하는 거리수업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7,000        5,000      2,000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여성관련 단체 행사지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8,126        7,926      200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재가노인지원사업 및 노인주간보호사업 효도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 218,705     218,705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읍면동분회 운영비 관내 12개 읍면동 21,600       21,6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노인복지증진 운영비지원(노인회시지회)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8,374       46,000     2,374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가정폭력·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10,166       10,166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공동생활가정 추가운영지원(1개소) 보석공동생활가정 5,000        5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(1개소) 보석공동생활가정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(자체) 도계지역아동센터 외 10 48,277       48,277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 지원(자체) 도계지역아동센터 외 10 104,666     104,666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보육교직원 인건비(시비추가분) 국공립어린이집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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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 ○ 어린이집 차량운영보조 지원(동지역및 읍면지역 공립어린이집 추가) 동지역어린이집 및 읍면지역공립어린이집 91,225       79,500     11,725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수화통역센터운영 (사)강원도농아인협회 삼척시지부 178,016     178,016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234,611     234,611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135,579     135,579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삼척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 194,736     194,736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(사)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삼척시지부 135,567     135,567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종합복지센터(목욕장 운영)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88,098       88,098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73,292       73,292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31,348       31,348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운영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76,320       76,32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활동비(자체)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25,000       2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활동비(자체)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72,000       72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도계읍 새마을부녀회 외 12 204,678     204,678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외 4 273,003     273,003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,690        4,69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9,200        9,2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노인건강증진 체력단련기기등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65,000       6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0,000       4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노인정보화 컴퓨터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4,959        4,959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냉방기기 등 지원 (사)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30,000       3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사회복지과 ○ 민간어린이집환경개선 민간, 가정 어린이집 53,059       50,000     3,059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삼척지구회 5,000        5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청소년 힐링캠프 운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삼척지구회 6,000        6,000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(사)한국예총 삼척지회 25,000       2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사회복지과 ○ 청소년공부방 운영(3개소) 고사리, 하장면, 정라동 청소년공부방 42,900       42,9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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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 ○ 장애인주간보호소 사업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25,700       25,7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 (사)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삼척시지부 59,250       59,25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사업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4,358        4,358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사회복지과 ○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삼척지회 3,326        3,326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복지단체 행사지원 삼척시 장애인연합회 63,082       63,082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(시책) 다온사회서비스센터 외 1 19,143       19,143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시각장애인 실버건강 운동지도사 파견사업 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삼척지회 172,568     172,568   -                우수

사회복지과 ○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 양리경로당 80,000       8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사회복지과 ○ 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리프트차량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48,947       48,947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평생교육과 ○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 삼척청년회의소 14,800       10,000     4,800         매우우수

평생교육과 ○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단체(18) 21,099       14,899     6,200         보통

환경보호과 ○ 생태계 보전업무(환경 관련행사 추진)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 5,000        5,000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환경보호과 ○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관리(2개소) 하이진, 진주용역 8,000        4,000      4,000         보통

환경보호과 ○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(동지역) 남양동 1,2,17,18통 238,000     238,000   -                우수

관광정책과 ○ 이사부 선양사업 활동지원 (사)이사부기념사업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관광정책과 ○ 이사부 항로탐사 (사)이사부기념사업회 60,000       6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관광정책과 ○ 해맞이 행사 민간보조 (6개 단체) 단체(6) 43,000       43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관광정책과 ○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강원일보 44,000       40,000     4,000         보통

관광정책과 ○ 이사부 위령제 및 수륙대제 삼척 이사부장군위령제추진위원회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관광정책과 ○ 두타산 등반대회 ㈜MBC 강원영동 40,500       35,000     5,500         보통

관광정책과 ○ 코스모스 축제 삼척코스모스축제위원회 140,000     140,000   -                미흡

지역경제과 ○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삼척중앙시장조합 2,000        2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지역경제과 ○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사업 강원일보 48,660       48,660     -                매우미흡

지역경제과 ○ 지역경제교육사업 삼척상공회의소 22,000       22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지역경제과 ○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 33,000       33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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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경제과 ○ 근로자의 날 행사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 3,000        3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지역경제과 ○ 노사화합간담회 및 친절교육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척택시지역지부 2,000        2,0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지역경제과 ○ 진폐피해자 권익연대 향상사업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 16,000       16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지역경제과 ○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삼척창업보육센터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지역경제과 ○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 20,400       20,4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지역경제과 ○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24,692       24,692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지역경제과 ○ 원덕지역 도시가스사업구축에따른 기존시설(LPG가스배관,기름,연탄보일러)철거사업(내관)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325,034     325,034   -                매우미흡

지역경제과 ○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단체(15) 21,000       21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지역경제과 ○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개인(575) 115,000     115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안전총괄과 ○ 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 13,200       12,000     1,200         매우미흡

안전총괄과 ○ 삼척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 22,400       20,000     2,400         매우우수

안전총괄과 ○ 민간구조단체 지원(한국구조연합회 삼척지역대) (사)한국구조연합회 삼척지역대 5,500        5,000      500            매우우수

안전총괄과 ○ 민간구조단체 지원(응봉산악구조대) 응봉산악구조대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안전총괄과 ○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 20,300       20,000     300            매우미흡

자원개발과 ○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 예술행사 도계읍번영회 55,000       50,000     5,000         매우우수

자원개발과 ○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체육행사 도계읍체육회 33,120       30,000     3,120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(사)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39,220       39,220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농정과 ○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(사)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배추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하장면 판문리영농회 14,000       7,000      7,000         보통

농정과 ○ 농업경영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 삼척시 농업인연합회 20,000       2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제21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삼척시 농업인연합회 59,039       59,039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명인 한마음대회 삼척명인 핵심리더협의회 8,906        8,906      -                보통

농정과 ○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 (사)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60,000       6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다문화 가족초청 장·김장담그기 체험 (사)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10,000       1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농어촌체험행사 지원 너와마을 외 3 24,358       18,700     5,658   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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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과 ○ 삼척맹방유채꽃축제지원사업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250,000     25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원덕읍 이천2리 4,563        4,563 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'15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(원덕 노곡3리) 원덕읍 노곡3리 120,000     120,000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'13년 선정 새농어촌우수마을지원(원덕 이천1리) 원덕읍 이천1리 80,000       8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삼척백도라지 포장재 지원 근덕농업협동조합 50,000       40,000     10,000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벼 육묘상자 지원 개인(40) 22,390       13,434     8,956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농업경영안정화(맞춤형비료) 지원 개인(248) 1,123,917  449,567   674,350      우수

농정과 ○ 농업기계 현대화사업(소형농기계 지원) 개인(107) 193,770     96,885     96,885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톤백 개량용 저울 지원 개인(15) 15,000       12,000     3,000   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제작 지원 개인(27) 329,318     164,659   164,659      보통

농정과 ○ 친환경농법(고품질쌀생산) 지원 개인(96) 34,600       27,680     6,920         매우미흡

농정과 ○ 친환경농업 기반구축(수피구입 지원) 개인(50) 172,128     172,128   -        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친환경농업 기반구축(해충포집기 지원) 개인(15) 10,800       6,480      4,320         매우미흡

농정과 ○ 친환경 겨울딸기지원사업 개인(1) 119,328     57,500     61,828        우수

농정과 ○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 육성 개인(66) 375,254     173,577   201,677      보통

농정과 ○ 고랭지 여름딸기 단지조성 개인(1) 393,500     186,931   206,569      보통

농정과 ○ 과채류 포장재 지원 개인(98) 426,055     193,247   232,808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사업 개인(24) 193,369     90,583     102,786      보통

농정과 ○ 삼척백도라지명품화사업 개인(7) 11,554       5,240      6,314         매우미흡

농정과 ○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(시비부담) 근덕영농조합버인 외 1 394,977     236,986   157,991      보통

농정과 ○ 폐광(도계)지역 과수경쟁력제고사업(폐광기금) 개인(52) 2,003,193  969,384   1,033,809   보통

농정과 ○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(시비부담) 개인(200) 283,500     198,450   85,050        보통

농정과 ○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개인(85) 200,720     99,275     101,445      매우우수

농정과 ○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지원 삼척시농축협연합사업단 60,485       30,241     30,244        보통

축산과 ○ 조류인플루엔자예방백신지원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외 2 69,600       48,720     20,880  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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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과 ○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 개인(116) 59,350       29,675     29,675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한우암소 난소불능화 개인(4) 3,150        2,520      630            매우미흡

축산과 ○ 꿀벌기자재(단상, 화분, 소초광, 꿀병, 포장재) 지원 개인(112) 214,622     103,429   111,193      우수

축산과 ○ 꿀벌현대화지원사업 - 간이창고 지원 개인(2) 6,800        3,400      3,400         보통

축산과 ○ 벌꿀자동라인설비 ― 저온농축기 설비시설 삼척양봉영농조합법인 119,000     59,500     59,500        매우우수

축산과 ○ 꿀벌현대화지원사업 - 우량꿀벌보급 개인(30) 44,900       21,300     23,60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개인(35) 127,710     59,900     67,81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사료 배합기 지원 개인(1) 50,000       25,000     25,00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도계지역 토종꿀 육성지원 (폐광기금) 개인(6) 125,000     87,500     37,50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톱밥지원 개인(328) 513,789     298,075   215,714      우수

축산과 ○ 톱밥 포장재 지원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20,000       14,000     6,000         보통

축산과 ○ 악취 제거용 발효제지원 개인(66) 48,354       23,375     24,979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소먹이잠금장치지원 개인(38) 57,680       28,840     28,84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카우브러쉬지원 개인(23) 16,080       6,709      9,371 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친환경톱밥발효 축사 신축 개인(4) 267,097     131,400   135,697      매우우수

축산과 ○ 환풍기지원 개인(40) 66,558       30,164     36,394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축사시설 개선 개인(13) 73,146       33,500     39,646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축사영상시스템(CCTV) 개인(20) 61,530       30,000     31,530        우수

축산과 ○ 질병차단용 고압방제기지원 개인(20) 23,440       14,064     9,376         매우우수

산림과 ○ 산나물축제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회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교통행정과 ○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계도 및 홍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삼척지회 10,060       6,929      3,131         매우우수

건축과 ○ 마을회관 신.증축(4동) 하장면 추동리 마을회 외 2 200,000     200,000   우수

건축과 ○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단지 및 개별주택 200,504     200,504   보통

건축과 ○ 빈집정비사업(20동) 34동 57,434       57,434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 단체(2) 16,750       16,750     -                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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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과 ○ 마을풍어제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 어촌계(6) 35,000       35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해양환경 정화활동 (사)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삼척시지회 4,945        4,000      945   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(사)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삼척시지회 283,055     130,000   153,055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장호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8,400        8,400      -                우수

해양수산과 ○ 수산업경영인강원도대회 개최 지원 (사)한국수산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63,000       60,000     3,000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강원도민일보 76,800       50,000     26,800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어획물 하역시설 지원 원덕수산업협동조합 29,640       29,64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특산물(문어,미역) 포장기계 지원 수협(2)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문어보관용 수족관 지원 수협(2) 56,250       45,000     11,250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활어 축양시설 지원 삼척수협 대진어촌계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(디젤기관 등) 수협(2) 562,689     261,534   301,155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정치망어업권자 장비(크레인) 지원 삼척수협 252,850     150,000   102,850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친환경어상자 보급사업 수협(2) 31,297       25,000     6,297 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임원 해수인입관 정비 임원횟집상가번영회 254,000     228,600   25,400        매우우수

해양수산과 ○ 어촌체험마을 육성 어촌체험마을(9) 238,500     196,500   42,000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 74,863       70,000     4,863 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생활문화관 설치운영 마을(29) 69,010       69,01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지원 생활개선삼척시연합회 27,000       27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농장(7) 50,000       50,000     -        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 투입시범 개인(7) 102,360     70,000     32,360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기능성작목 생력화단지 육성 시범 개인(9) 84,071       57,033     27,038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고랭지 대체작목 특화단지 활력사업 단체(2) 102,850     70,000     32,850        우수

농촌지원과 ○ 삼척왕마늘 집중육성 삼척마늘생산자영농조합법인 97,407       69,550     27,857        우수

농촌지원과 ○ 벼 키다리병 방제 시범 개인(3) 15,000       10,500     4,500 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 시범 동막리친환경작목반 60,000       42,000     18,000        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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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지원과 ○ 고급산채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개인(5) 89,645       60,000     29,645        매우우수

농촌지원과 ○ 유망과수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시범 개인(1) 20,233       14,000     6,233         우수

농촌지원과 ○ 환경친화형 사과과원 조성 시범 개인(3) 51,695       35,000     16,695        매우우수

건강증진과 ○ 임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삼척의료원 547,313     115,130   432,183      매우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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